
Research Article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 민감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분석

이경하*

한국도로공사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the Moisture Sensitivity 

Characteristics of Asphalt Mixtures 

Kyung-Ha Le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Corresponding author: Tel. +82-31-8089-6959, E-mail. khlee@ex.co.kr

Received: December 19, 2018; Revised: December 20, 2018; Accepted: December 22, 2018

ABSTRACT

In this study, Influencing factors were investigated by analyzing the moisture sensitivity characteristics of asphalt mixtures. 

According to the test results, TSR was judged to be a more reliable test method than residual stability. Limestone aggregates 

were more resistant to water infiltration than granite. The comparison analysis of the mixture showed that SMA had better 

moisture sensitivity than dense gade mixtures. A comparative  analysis of additives showed that anti-stripping agent was the 

most resistant to moisture, and hydrated lime was more resistant to moisture than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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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아스팔트 포장은 우기에 포트홀이 발생하는 등 수분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우수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로 

침투하면 이러한 침투수는 아스팔트 피막과 골재를 분리시키며 친수성 골재인 경우 이러한 현상이 쉽게 일어나

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박리(stripping) 현상이라 하고, 박리현상으로 인하여 포트홀, 피로균열, 밀림 등의 파손이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아스팔트 포장에서 우수 침투에 의하여 포트홀 등의 포장 파손이 발생할 경우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수 침투에 의한 포장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 민감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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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수분에 민감한 영향인자를 분석하여 수분민감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골재 및 첨가제,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에 따른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 민감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에 따른 수분 민감 특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 민감 특성 분석을 위하여 Table 1과 같은 시험인자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

분 민감도 시험 분석을 실시하였다. 골재는 화강암과 석회암을 사용하였고, 첨가제로는 소석회와 시멘트, 박리방

지제를 사용하였다. 혼합물의 종류로는 밀입도 혼합물은 WC-3와 WC-1을, 그리고 특수 혼합물은 SMA를 사용

하였다. 수분 민감 특성을 평가하는 시험 방법으로는 잔류안정도 시험과 TSR 시험을 사용하였다.

Table 1. Test factor

Type Test factor

Material

Aggregate Granite, Limestone

Additive Control, Hydrated Lime, Cement, Antistriping agent

Mixture WC-3, WC-1, SMA 13mm

Test method Residual stability, TSR

2.1 잔류안정도 특성

잔류안정도는 Fig. 1과 같이 48시간 수침 후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를 수침 전 안정도로 나눈 값으로

서, 수분의 침투에 의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강도 저하 특성을 평가하는 물성치이며, 일반적으로 0.75 이상을 기준

으로 하고 있다.

(a) Specimen immersion (b) Marshall stability test

Fig. 1. Residual st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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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와 Fig. 2는 골재의 입도 별 잔류안정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2에서 WC-3와 WC-1의 잔류안정

도 결과를 살펴보면 아스팔트 함량 변화에 대한 영향이 일정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SMA 

13mm의 경우 아스팔트 함량 변화에 따른 잔류안정도 값이 대체적으로 일정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잔류안정도가 아스팔트 함량 변화에 의한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Residual stability by the type of asphalt mixture 

Type Asphalt content (%) Air void (%) Residual stability

WC-3

4.0 5.6 0.571

4.5 4.4 0.683

5.0 2.9 0.851

5.5 1.8 0.557

6.0 1.2 0.812

WC-1

4.0 8.0 0.967

4.5 5.4 0.744

5.0 3.6 0.823

5.5 2.2 0.876

6.0 1.7 0.874

SMA13

6.2 3.9 0.865

6.6 3.3 0.822

7.0 2.7 0.860

Fig. 2. Residual stability by the type of mixture 

2.2 TSR 특성

TSR(Tensile Strength Ratio) 시험은 Kandhal(2001)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AASHTO에서 표준 시험법으로 

채택되었다. 이 시험 방법은 물로 진공 포화(55~80% 수준으로 포화) 한 후, Lottman이 제안한 1회 동결과 1회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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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거친다. 모든 공시체는 51mm/분의 하중 속도로 25°C에서 간접인장강도를 측정하여 TSR을 결정한다. 

AASHTO T-283에서 수정된 Lottman의 아스팔트 혼합물 수분 처리 방법은 5~10분 동안 13~67kPa의 기압에 

해당하는 진공 수준으로 수침한 후 진공 상태를 제거하고 다시 5~10분 동안 수침시킨다. 혼합물을 플라스틱 백에 

넣고 -18±3°C의 저온 챔버에 최소 16시간동안 거치시킨 다음 꺼낸 시료를 60±1°C의 수조에 24±1시간동안 거치

시킨다. 실험을 하기 전에 다시 25±0.5°C의 수조에 24±1시간동안 거치한 후 간접인장강도 시험을 수행한다. 

TSR은 보통 0.7 이상이면 수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혼합물로 규정한다. 현재 국내 기준은 KS 시험법(2017)에서

는 동결 융해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고,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 해양부, 2015)에서는 동결 융해 

과정없이 수분 포화만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 기준을 0.8이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TSR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접인장강도 시험에서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 침투를 위하여 Fig. 3

의 장비를 사용하여 진공 포화를 시키고 포화도를 측정한다. 포화도가 55~80%에 이르면 AASHTO T-283 규정

에 의하여 시편의 동결융해 과정을 수행한다. 동결 융해 후 간접인장강도 시험을 실시하며, TSR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a) Evacuated chamber (b) IDT test

Fig. 3. TSR test

인장강도비(Tensile Strength Ratio, TSR) = 







여기서, S1: 건조 공시체의 인장강도

S2: 수분 포화 및 동결 융해를 거친 공시체의 인장강도

Table 3과 Fig. 4는는 골재 입도 별 TSR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4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스팔트 함

량이 증가할수록 TSR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WC-1과 WC-3 모두 5.0% 이상에서는 

0.75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MA는 밀입도 혼합물에 비하여 설계 아스팔트 함량이 2% 이상 높은 혼

합물로써 아스팔트 함량 변화에 관계없이 0.75 이상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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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SR by the type of asphalt mixture 

Type Asphalt content (%) Air void (%) TSR

WC-3

4.0 5.6 0.580 

4.5 4.4 0.830 

5.0 2.9 0.750 

5.5 1.8 1.020 

6.0 1.2 0.970 

WC-1

4.0 8.0 0.630 

4.5 5.4 0.660 

5.0 3.6 0.960 

5.5 2.2 0.890 

6.0 1.7 0.910 

SMA13

6.2 3.9 0.870

6.6 3.3 0.940

7.0 2.7 0.860

Fig. 4. TSR by the type of asphalt mixture

3. 첨가제 및 골재의 종류에 따른 수분 민감 특성

3.1 잔류안정도 특성

Table 4와 Fig. 5는 혼합물에 따른 사용 골재와 첨가제 별 잔류안정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5에서 화강암 

골재는 WC-3와 SMA가 첨가제의 종류에 따른 잔류안정도 특성이 전혀 다른 경향을 보여주는 반면에, 석회암 골

재는 모든 혼합물에서 첨가제의 종류에 따른 잔류안정도 특성이 대략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골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밀입도 혼합물에서는 첨가제로 소석회를 사용한 경우가 시멘트를 사

용한 경우보다 잔류안정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SMA에서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첨가제의 특성에서는 A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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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idual stability by the type of aggregate

Mixture Additive
Residual stability

Granite Limestone

WC-3

Control 1.095 0.685 

Hydrated lime 1.062 0.919 

cement 1.000 0.889 

Anti Stripping agent 0.942 0.974 

WC-1

Control 0.909 0.806 

Hydrated lime 0.752 0.875 

cement 0.712 0.839 

Anti Stripping agent 0.986 0.963 

SMA 13

Control 0.642 0.838 

Hydrated lime 0.922 0.756 

cement 0.978 0.977 

Anti Stripping agent 1.035 0.961 

Overall

Control 0.882 0.776

Hydrated lime 0.912 0.850

cement 0.897 0.902

Anti Stripping agent 0.988 0.966

Average 0.920 0.874

(a) Granite (b) Limestone

(c) Overall aggregate

Fig. 5. Residual stability by the type of aggre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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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박리방지제를 사용한 혼합물이 잔류안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골재의 특성에서는 화강암이 석회

암보다 잔류안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TSR 특성

Table 5와 Fig. 6은 혼합물의 종류에 따른 TSR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6에서 화강암 골재에서는 첨가제로 

소석회를 사용한 경우가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보다 TSR이 높게 나타났고, 석회암 골재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전체 골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 계열의 박리방지제가 TSR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첨가제

의 특성에서는 소석회가 시멘트보다 TSR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혼합물의 특성에서는 SMA가 밀입도 혼합

물보다 TSR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골재의 특성에서는 석회암이 화강암보다 TSR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5. TSR by the type of aggregate

Mixture Additive
TSR

Granite Limestone

WC-3

Control 0.780 0.870 

Hydrated lime 0.830 0.940 

Cement 0.560 0.810 

Anti Stripping agent 0.860 0.870 

WC-1

Control 0.890 0.720 

Hydrated lime 0.790 0.840 

Cement 0.680 0.850 

Anti Stripping agent 0.870 0.890 

SMA 13

Control 0.940 0.940 

Hydrated lime 0.970 0.900 

Cement 0.930 0.890 

Anti Stripping agent 0.920 1.010 

Overall

Control 0.870 0.843

Hydrated lime 0.863 0.893

Cement 0.723 0.850

Anti Stripping agent 0.883 0.923

Average 0.835 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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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anite (b) Limestone

(c) Overall aggregate

Fig. 6. TSR by the type of aggregate

4. 수분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분석

4.1 골재 및 혼합물의 종류에 따른 수분 민감성

Table 6과 Fig. 7은 골재의 종류에 따른 잔류안정도와 TSR을 타나낸 것이다. Fig. 7에서 잔류안정도는 화강암 

골재가 석회암 골재보다 크게 나타난 반면에 TSR에서는 석회암이 화강암 골재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다. 

혼합물의 종류에 따른 분석 결과를 Table 7에 나타냈다. Table 7에서 잔류안정도와 TSR의 평균 값은 SMA 

13mm 혼합물이 가장 높은 값을 가지며, 그 다음은 WC-1, WC-3의 순으로 나타났다. 골재의 종류 별 분석에서 잔

류안정도는 화강암이 석회암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TSR은 석회암이 화강암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sidual stability and TSR by the type of aggregate

Type Granite Limestone

Residual stability 0.920 0.874

TSR 0.835 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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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st results by the type of aggregate

Table 7. Test results by the type of aggregate and mixture

Type

Mixture

Granite Limestone Average

Residual 

stability
TSR

Residual 

stability
TSR

Residual 

stability
TSR

WC-3 1.025 0.758 0.867 0.873 0.946 0.816

WC-1 0.840 0.808 0.871 0.825 0.856 0.817

SMA 0.894 0.940 0.883 0.935 0.889 0.938

Average 0.920 0.835 0.874 0.878 0.897 0.857

4.2 골재 및 첨가제의 종류에 따른 수분 민감성

첨가제는 소석회, 시멘트, A 계열 박리방지제의 3가지를 사용하여 잔류안정도 및 TSR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

였다. Table 8은 첨가제의 종류에 따른 수분 민감도를 평균한 것이다. 잔류안정도의 경우에는 화강암 골재에서는 

소석회가 시멘트보다 높게 나타났고, 석회암 골재에서는 시멘트가 소석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TSR의 경우에는 

화강암과 석회암 골재 모두 소석회가 시멘트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A 계열의 첨가제가 잔류안정도와 

TSR 모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Test results by the type of aggregate and additive

Type

Additive

Granite Limestone Average

Residual 

stability
TSR

Residual 

stability
TSR

Residual 

stability
TSR

Control 0.882 0.870 0.776 0.843 0.829 0.857

Limestone 0.912 0.863 0.850 0.893 0.881 0.878

Cement 0.897 0.723 0.902 0.850 0.900 0.787

A.S* 0.942 0.883 0.966 0.923 0.954 0.903

*A.S : Anti stripp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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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잔류안정도와 TSR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Table 9에 나타냈다. 여기서 P-value

는 작은 값을 가질수록 수분 영향인자에 대하여 유의함을 나타낸다. 잔류안정도와 TSR에 대한 P-value를 분석한 

결과, TSR의 평균 P-value가 0.207로 잔류안정도보다 낮은 P-value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분 민감 특성 인자를 

밝혀내기 위한 유의한 시험법으로 판단된다. 수분 민감도는 잔류안정도와 TSR의 두 가지 특성 모두가 혼합물, 골

재, 첨가제 순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혼합물의 영향이 수분 민감 특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나서, SMA가 밀입도 혼합물에 비하여 수분 침투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9. P-value by one-way ANOVA

Type
P-value

Residual stability TSR

Aggregate 0.361 0.301

Mixture 0.331 0.01

Additive 0.645 0.309

Average 0.446 0.207

분산분석 방법 중 인자 간의 교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Table 

10에 나타냈다. Table 10에서 골재와 혼합물간의 조합이 수분 민감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0. P-value by two-way ANOVA

Type Aggregate & Mixture Aggregate & Additive Mixture & Additive

Residual stability 0.268 0.875 0.485

TSR 0.311 0.598 0.789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 민감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함량 변

화, 골재 및 첨가제의 종류, 그리고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별로 수분 민감도 시험을 실시하였고, 수분민감도 시

험 방법으로는 잔류안정도 시험과 TSR시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아스팔트 함량 변화에 따른 분석 결과, 잔류안정도는 아스팔트 함량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TSR은 아스팔트 함량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팔트 혼합물에서는 

SMA가 아스팔트 함량 변화에 대한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골재의 종류에 따른 분석결과, 잔류안정도는 화강암 골재가 석회암 골재보다 크게 나타난 반면에, TSR의 

경우 석회암 골재가 화강암 골재보다 수분 침투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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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합물에 대한 분석결과, 밀입도인 WC-3와 WC-1에 비해 SMA13mm가 첨가제의 종류에 따른 수분 민감

도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SMA13mm가 밀입도인 WC-3와 WC-1보다 수분 침투에 대한 저항 특성이 큰 것

으로 평가되었다. 

4) 첨가제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A 계열의 박리방지제가 수분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소석회는 시멘트보다 수분 침투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5) 분산 분석결과, TSR이 잔류안정도보다 혼합물의 종류를 평가하기에 유의한 방법으로 평가되었다. 재료 특

성에서는 혼합물이 수분 민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평가되었다. 수분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간의 교호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골재와 혼합물의 조합이 수분 침투에 대한 저항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시험 방법에 대한 특성에서는 TSR이 잔류안정도보다 신뢰성이 높은 시험법

으로 판단된다. TSR 특성을 기준으로 석회암 골재가 화강암 골재보다 수분 침투에 대한 저항성이 높으며, 혼합물 

비교에서는 SMA가 일반 밀입도보다 수분 침투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석회는 시멘트보다 수

분 침투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골재의 종류별 수분 민감도 특성 분석과 첨가제의 종류 별 특성에 대한 분석과 검증이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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